
SDS NO: 21-8108 

SOP-02-D01-01  Page 1 of 4 
 

 

Safety Data Sheet (안전 데이터 시트)  
 

제품명: 율원 일회용 보호 마스크 (덴탈 및 수술용) 

제조 재고 번호: 1010, 1010C, 1012, 1012C 

사용 용도: 덴탈 및 수술용 비말 차단 보호 마스크 

회사명: 율원 

회사 주소: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마도로 169 [12818] 

 

 

이 제품은 OSHA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29 CFR 1910.1200 에 따라 위험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CAS 원료명 

9003-07-0 폴리프로필렌 

해당 없음 無 카드뮴 철제 

해당 없음 無 라텍스 합성 끈 

 

 

피부 접촉: 응급 처지 필요 없음. 

눈 접촉: 응급 처지 필요 없음. 

흡입: 응급 처지 필요 없음. 

섭취: 응급 처지 필요 없음. 

 

 

소화제: 물 분사, 건조 분말, 이산화탄소 및 거품. 

위험 특성: 화재 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제품 및 회사 정보 

 

2. 위험 정보  

 

3. 원료 

 

4. 응급 조치 

 

6. 사고 조치 

 

5. 화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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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예방 조치: 해당 없음. 

환경 예방 조치: 환경에 방출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세척, 복구 조치: 해당 없음.        

 

 

취급:                                이 제품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유해물질을 방출되지 

않거나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품목으로 간주됩니다.  
 

기술적 조치: 제품의 보관 및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환경에서 

적절한 배기 및 환기가 필요합니다. 

특정 취급 조언:  정전기 충전을 피하십시오.  

보관: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십시오. 

기술적 조치: 사용 직전까지 밀봉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습기를 피하여 

보관하십시오.  

 

 

이 제품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유해물질을 방출하거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품목으로 간주됩니다. 엔지니어링 또는 개인 보호 장비(PP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상태: 고체 

외관: 흰색 외피로 덮여 있는 편평한 접이식 호흡 

보호구 

pH: 6-8 

냄새: 해당 없음 

용해도: 해당 없음 

융해점: 해당 없음 

점화 온도: 해당 없음 

점도: 해당 없음 

인화점: 해당 없음 

색상: 흰색 

 

 

 

이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반응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취급 및 보관 

 

8. 노출 제어 / 개인 보호 

 

9.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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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독성:    없음 

급성 중독:    없음 

만성 중독:   없음 

자극:     없음 

부급성/부만성 중독:    없음  

경련:     없음 

변형 장애:    없음 

발암성:    없음  

추가 정보: 

 

이 제품을 합리적인 조건에서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할 경우 건강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사용 지침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하거나 처리하면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잠재적인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인해 제품의 구성 요소가 환경으로 크게 방출될 가능성이 낮거나 

방출될 수있는 구성 요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 

위험이 낮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역 / 지역 / 국가 / 국제 규정에 따라 내용물 /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육상 운송 (ARD/RID): 운송 규정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내륙 수로 운송 (AND): 운송 규정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해상 운송 (IMDG): 운송 규정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항공 운송 (IATA/ICAO): 운송 규정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안전 데이터 시트:  D.93/112/EEC 에 의해 수정된 D.91/155/EEC: 위험한 물질 

및 조제물 

위험한 준비:  D. 93/18/EEC (3rd ATP)에 의해 수정된 D. 88/379/EEC: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음. 

재고:     TSCA(USA):  준수 

12. 생태 정보 

 

13. 폐기 

 

14. 운송 정보 

 

15. 규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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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CS (EC): 준수 

ENCS (일본): 준수 

 

 

 

기타 의도에 의한 제품 사용은 제조업체와 논의해야 합니다. 

면책조항: 면책 조항: 이 정보는 당사의 현재 지식 수준을 기반으로하며 배송된 상태의 

제품에 해당됩니다. 이는 안전 요구 사항의 관점에서 당사 제품을 설명하기위한 것이며 특정 

속성을 보장하기위한 것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0. 율원 

판권 소유. 다음 사항에 한해 율원 제품의 적절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복사 및 다운로드를 

허용합니다. (1) 율원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정보가 변경없이 완전히 복사된 

경우 2) 복사 및 다운로드한 내용 또는 원본을 재판매 하지 않으며 이윤을 창출할 의도로 

배포하지 않을 경우 

 

16. 기타 정보 

 


